
ⓒ본 평가 문항의 저작권은 전국 16개 시․도교육청에 있습니다.

【1-3】대화를 듣고,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

것을 고르시오.

1. ① This is the correct way to apply.

② Okay. I’ll edit it and print it again.

③ I’ll turn in your application for you.

④ Thanks for lending me your correction tape.

⑤ Don’t worry. I’ve already checked the spelling.

2. ① I’ll buy tickets for the movie.

② I can lend you mine if you want.

③ Let’s go see the movies this weekend.

④ I liked the movie more than the book.

⑤ You should return it to the library now.

3. ① I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.

② Why don’t we go climbing with Susie?

③ I’m sorry to hear that she failed the exam.

④ So that’s why she didn’t come to work today.

⑤ It happened so fast that I didn’t even notice it.

4. 대화를 듣고, 남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.

① 소방관 인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.

② 불법 주차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.

③ 과속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.

④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.

⑤ 도심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해야 한다.

5. 다음을 듣고,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.

① 캠핑 준비 요령에 대해 조언하려고

② 캠핑 체험의 교육적 효과를 알려주려고

③ 캠핑장 이용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려고

④ 캠핑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려고

⑤ 가족 여행을 위한 캠핑 장소를 소개하려고

6. 대화를 듣고,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.

① 디지털 기기 의존에 따른 부작용

②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하는 방법

③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

④ GPS 장비를 이용한 길 찾기의 편리함

⑤ 휴대전화 사용 기간과 배터리 수명과의 관계

7. 다음을 듣고, 음식물 낭비의 원인으로 언급된 것을 고르시오.

① 농산물 수확 인력의 부족 ② 외식 산업의 폭발적인 증가

③ 흠 없는 농산물에 대한 기대 ④ 과소비를 부추기는 판매 전략

⑤ 식품 사재기를 통한 이윤 추구

8. 대화를 듣고,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.

① 사장－비서 ② 의사－환자 보호자

③ 의상 디자이너－모델 ④ 옷 가게 직원－옷 수선공

⑤ 보험사 직원－차량 운전자

9. 대화를 듣고,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.

① 마술 도구 찾기 ② 선물 구입하기 ③ 상자 옮기기

④ 마술 연습하기 ⑤ 포스터 제작하기

10. 대화를 듣고,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.

11. 대화를 듣고,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.

① 가발 제작 업체 소개하기 ② 자선 단체 회원으로 등록하기

③ 가격이 저렴한 미용실 추천하기 ④ 소아암 환자를 위해 기부금 내기

⑤ 사촌에게 기부 활동에 대해 알려주기

12. 대화를 듣고, 남자가 항공권을 구입할 수 없는 이유를 고르시오.

① 직항 노선이 매진되어서 ② 휴가 장소를 결정하지 못해서
③ 저렴한 항공권을 찾지 못해서 ④ 함께 갈 인원이 확정되지 않아서
⑤ 아내의 휴가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서

13. Brazil nuts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,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.

① 아마존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나온다.
② 반달 모양의 씨앗이다.
③ 항암 효과가 있다.
④ 단백질과 섬유질이 들어있다.
⑤ 껍질은 까기 쉽다.

14. 대화를 듣고, 여자가 지불할 총 금액을 고르시오.

① $4 ② $5 ③ $6 ④ $10 ⑤ $12

【15-16】대화를 듣고, 물음에 답하시오.

15. 학교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남자가 제안한 것을 고르시오.

① to make more study rooms
② to delay the remodeling schedule
③ to create space for students to think
④ to install more advanced hightech devices
⑤ to set up more environmentfriendly facilities

16. Booth Noir의 특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.

① 3명 이하 소수 인원이 이용한다.
② 조용한 곳에 설치된다.
③ 큰 창문이 있다.
④ 방음 시설이 되어 있다.
⑤ 첨단기술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.

17.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, 여자가 선택할 TV 서비스를 고르시오.

Merry Smart TV Service

Option
Monthly
Fee

Number of
Free Movies

Mobile
Service

① Basic $10 0 ×

② Standard $20 5 ×

③ Standard Plus $25 15 ○

④ Premium $30 25 ○

⑤ Premium Plus $50 30 ○

【18-19】대화를 듣고,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
것을 고르시오.

18.① Will you give my regards to Chris?
② Don’t be afraid of making a new friend.
③ I have been trying to control my temper.
④ How about sending him an apology email?
⑤ It’s good to hear that you two finally got together.

19.① Right. I’d better get some new ones.
② Okay. I’ll put them in the bathroom closet.
③ Then I’ll doublecheck their expiration dates.
④ If you do, we’ll store them in a better place.
⑤ Good. You’ll get better after taking the pills.

20.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, Alexis가 직원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
고르시오.

① Could you tell me about your wildlife bus tour?
② What do I need to do to be an expert tour guide?
③ Where can I get a brochure about a wildlife tour?
④ How can I hire a private guide for a wildlife tour?
⑤ Can I get a refund for the wildlife tour if I cancel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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